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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ximize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in a photovoltaic inverter,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is an essential function of a photovoltaic (PV) inverter. A PV inverter
generally consists of a DC/DC converter (boost converter) and a DC/AC inverter. For stable
MPPT control, the controller of the boost converter must be properly designed. In this study,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solar cells were linearized and modeled for a proper controller
design, and an analog controller was designed using MATLAB and converted into a digital
controller. The controller was simulated using a designed controller based on PSIM, and the
performances of a single-loop controller and dual-loop controller were compared.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oller was verified and compared experimentally by applying the
designed controller to a commercial PV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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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추종(MPPT), 모델링(Modeling), 이중 루프 제어(Dual-loop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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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압 제어 루프 이득

1. 서 론
태양광 모듈은 동작점에 따라 출력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며, 일사 강도나 온도 등의 외부 요소에 의해 출력
의 크기가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모듈의 비선형 특성으로부터 최대전력을 가지는 동작점
을 추종하는 최대전력추종(Maximum Power Point Tracking : MPPT) 제어는 태양광 인버터의 필수적인 기능
이다1).
일반적으로 태양광 인버터는 DC/DC 컨버터(부스트 컨버터)와 DC/AC 인버터로 구성되며, 이런 2단계
(two stage) 구조에서는 전 단계인 부스트 컨버터에서 MPPT 제어를 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MPPT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부스트 컨버터의 제어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2).
본 논문에서는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 측 캐패시터와 기생 저항을 고려하여 상태 공간 평균화 기법을 이용하
여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전달함수와 MATLAB을 통해 아날로그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한 아날로
그 제어기를 디지털 제어기로 변환하고, P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압만
제어하는 단일 루프 제어기와 전압 제어기 내부 루프에서 전류를 제어하는 이중 루프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하
였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국내에 판매 중인 단상 태양광 인버터에 설계된 제어기를 적용하여 실험을 통해 각 제
어기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2. 시스템 모델링
상태 공간 평균화 방법을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에 연결된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을 전류원 형태로(입력측 저
항이 없는 상태 : 단순 전류원) 보면 Fig. 1과 같은 회로로 나타낼 수 있고, 회로의 상태 방정식은 식(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3).

(1)

′         
 
  

  
 
         
  
  

그리고 스위치(일반적으로 IGBT) S의 동작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스위치가 ON (Short) 되었
을 때 회로의 방정식은 식(2), (3)과 같으며 식(1)과 같은 행렬 형태로 바꾸면 식(4)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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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ost converter model without internal resistance of PV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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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스위치가 OFF (Open) 되었을 때 회로의 방정식은 식(5), (6)과 같으며, 위와 같이 행렬 형태로 바꾸면
식(7)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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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위치의 동작에 따른 행렬과 미소 변동분을 고려하기 위해 식(1)의 행렬들을 정상상태 성분과 미소 변동분
으로 나누고, 정상상태 성분을 제거하고 미소 변동분의 곱항을 무시하면 식(8)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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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의 위의 표현대로 하면 식(4)와 식(7)의 행렬식은 식(9)와 같이 정리되며, 이를 토대로 식(8)을 이용하
면 상태변수 x에 대한 상태방정식 수식은 식(10)과 같이 표현된다. 정상상태 동작점에서 소신호 블록도는 Fig.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식(10)을 전개하여     ~    개루프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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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fer function of boost converter model

그러나 태양광 모듈은 비선형 소스원이므로 입력 전류와 전압을 고려하여 부스트 컨버터에 연결할 경우, 내
부 저항의 관계에 의해 폐루프가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내부저항이 포함된 태양광 모듈을 연결할 경우, 부스트
컨버터 모델의 개루프 전달함수는 식(11)~(14)와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R은 태양전지의 저항값이며, 기존의
io(s)에 피드백 성분이 더해진다. 따라서 소신호 블록도는 Fig.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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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nsfer function of boost converter model with internal resistance of PV module

Table 1은 부스트 컨버터와 태양광 모듈의 한 동작점에서의 파라미터이며, 이 파라미터들을 대입하면 최종
전달함수는 식(15) ~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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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 of boost converter and PV module
Symbol

Value



370 [V]

R

20.8 [Ω]

L

698 [uH]



25 [mΩ]

C

2.2 [uF]



6.9 [mΩ]



30 kHz

3. 제어기 설계
3.1 전압 제어기 설계
전압 제어기는 2pole 2zero로 설계하였으며, 두 개의 영점과 공진 주파수를 동일하게 설정했고 극점 주파수 대역
만으로 조절하여 좀 더 간단하게 위상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전압 제어기의 루프 이득은     와   
의 곱으로 표현되며, 제어기 설계 기준에 따라 루프 이득을 구성하면 Fig. 4와 같은 보데 플롯을 얻을 수 있다.

Fig. 4 Bode plot of voltage controller with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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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교차주파수 1 khz 대역에서 51.7 dB를 보상하여 0 dB로 설계했고 이는 기존의 0 db 대역인 78.2
kHz에서 77.2 kHz만큼 저주파 대역으로 교차주파수를 이동시켜서 1 kHz의 교차주파수와 104.8도의 위상여
유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3.2 전류 제어기 설계
전류 제어기는 2pole 1zero로 설계하였으며, 전압 제어기의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교차 주파수를
전압 제어기와 비교했을 때 7배 높은 7 kHz로 설계하였다. 전류 제어기의 루프 이득은     와     의 곱으
로 표현되며, 제어기 설계 기준에 따라 루프 이득을 구성하면 Fig. 5와 같은 보데 플롯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차주파수 7 khz 대역에서 24.2 dB를 보상하여 0 dB로 설계했고 이는 기존의 0 db 대역인 84.6
kHz에서 77.6 kHz만큼 저주파 대역으로 교차주파수를 이동시켜서 7 kHz의 교차주파수와 59도의 위상여유 특
성을 가지게 된다.

Fig. 5 Bode plot of current controller with MATLAB

4. 단일 루프와 이중 루프 제어기
앞서 설계한 전압 제어기와 전류 제어기를 이용하여 부스트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를 단일 루프와 이중 루프
로 구성하였을 때 블록도와 루프 이득은 Fig.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각 루프의 응답 속도는 Fig.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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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loop

(b) Dual-loop

Fig. 6 Block diagram and loop gain

Response time : 827 us
(a) Single-loop

Response time : 12.3 ms
(b) Dual-loop

Fig. 7 Comparison of step response

5. 시뮬레이션
앞서 설계한 단일 루프 제어기와 이중 루프 제어기의 실제 동작을 모의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PSIM 사용하여 부
스트 컨버터 회로를 구성하였으며, 단일 루프와 이중 루프 제어기를 Fig. 9와 같이 아날로그 블록으로 구성하였다.

Fig. 8 Boost converter simulation circuit with P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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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loop

(b) Dual-loop

Fig. 9 Analog control block

위의 회로에서 PV 전압 지령을 180 V~220 V 범위에서 ±20 V로 0.2초마다 변동하였을 때, PV 전압과 인덕
터 전류는 Fig. 10과 같다. 본 파형을 보면 두 제어기 모두 PV 전압 지령에 따라 제어가 잘 되지만, 인덕터 전류의
리플 크기가 단일 루프는 약 4 A, 이중 루프는 약 0.05 A로 단일 루프 제어 시 약 80배 정도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Single-loop

(b) Dual-loop

Fig. 10 Result of simulation (0.2 s/div)

스텝 지령에 따른 파형은 Fig. 11 (0.02 s/div)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며 PV 전압 파형만 보면 두 제어기의
성능이 비슷하지만, 오히려 단일 루프 제어기의 응답성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덕터 전류의 리플
크기는 확연히 이중 루프 제어기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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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loop

(b) Dual-loop

Fig. 11 Result of simulation (0.02 s/div)

또한, 앞서 아날로그로 설계된 제어기들을 실제 인버터에 적용하여 시험하기 위해 디지털 제어기로 변화해서
Fig. 12와 같은 회로에 C block을 통해 구현하였으며, 각 제어기별 동작 파형은 Fig. 13과 같이 아날로그 블록으
로 구현하였을 때와 유사한 동작 파형을 볼 수 있다.

Fig. 12 Boost converter simulation circuit with C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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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loop

(b) Dual-loop

Fig. 13 Result of simulation with digital controller

6. 실 험
앞서 설계한 제어기들의 실제 성능을 검증 및 비교하기 위하여 실제 국내에 판매 중인 금비전자(주) 사의 단
상 태양광 인버터(모델명 : S3R7K-B)에 설계된 제어기들을 적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은 Fig. 14와 같
이 CHROMA 사의 PV 시뮬레이터, 태양광 인버터, 오실로스코프, 전력분석기로 구성하였다.

Fig. 14 Test system

앞서 설계된 단일 루프 제어기와 이중 루프 제어기의 동작 파형 비교를 위해 부스트 컨버터에 각 제어 소스를
적용하였으며, 앞서 진행한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PV 전압 지령을 180 V~220 V 범위에서 ±20 V 씩 스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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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였을 때, 각 제어기들의 동작 파형은 Fig. 15와 같다. 두 제어기 모두 각 전압 지령에 맞게 PV 제어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압 지령이 바뀌는 과도 상태에서 이중 루프 제어기에 비해 단일 루프 제어기는 PV 전
압과 인덕터 전류 모두 큰 피크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Single-loop

(b) Dual-loop

Fig. 15 Waveform of test result with digital controller (10 s/div)

전압 지령이 200 V에서 220 V로 바뀌는 순간의 파형을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확대한 파형은 Fig. 16과 같다.
확대 파형을 보면 앞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하게 응답성은 단일 루프 제어기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과도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과 조금 다른 부
분은 단일 루프 제어기의 파형에서 과도 상태에서 전압 피크가 발생된다는 것과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 전류의
리플 크기가 이중 루프 제어기와 유사한 것이다.

(a) Single-loop

(b) Dual-loop

Fig. 16 Waveform of test result with digital controller (0.2 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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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인버터의 필수 기능 중 하나인 MPPT 제어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광 모듈의 비
선형 특성을 고려하여 부스트 컨버터를 모델링하고 이를 전달함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형태의 전압 제어기와 전류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아날로그 제어기를
PSIM 아날로그 블록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제 판매 중인 태양광 인버터에 적용하여 각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초기 설계 시 예상했던 것과 같이 단일 루프 제어기는 응답성은 우수하지만 과도상태 특성이 우
수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루프 제어기는 응답성이 조금 늦지만 과도상태와 정상상태 특성 모두
우수한 장점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시스템에서 빠른 응답보다는 정상상
태와 과도상태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실제 시스템에는 단일 루프 제어기에 비해 이중 루프 제어기가 적
절한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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